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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Cisco Nexus 7000 시리즈 섀시 
 
 

제품 개요 
 

Cisco Nexus 7000™ 시리즈 스위치는 최고 수준의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을 결합시켰습니다. 
 

Cisco Nexus 7000 시리즈 스위치는 확장력이 뛰어난 10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용으로 설계

된 모듈형 데이터 센터급 스위칭 시스템으로 패브릭 아키텍처는 초당 15테라비트(Tbps) 이상으

로 확장됩니다. 특히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기능

과 성능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가상화된 퍼베이시브

(pervasive)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Cisco Nexus 7000 시리즈는 고급 기능들을 갖춘 입증된 운영 

체제에 기반해 탁월한 관리 기능과 서비스 편의성과 함께 실시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제공합

니다. IP, 스토리지 및 IPC(Interprocess Communication) 네트워크를 단일 이더넷 패브릭에 통합

한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엔드 투 엔드 데이터 센터 연결을 지원합니다. 

 
차세대 스위치 플랫폼으로 처음 출시된 Cisco Nexus 7000 시리즈(그림 1)는 데이터 센터의 가용

성, 안정성, 확장성 및 관리 편의성을 위해 특별히 최적화된 기능과 함께 통합된 복원력을 제공

합니다. 

 
그림 1. Cisco Nexus 7000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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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및 이점 
 

Cisco® NX-OS Software와 함께 Cisco Nexus 7000 시리즈를 사용하면 논스톱 운영을 위한 

풍부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섀시 폼팩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전후방 공기흐름과 전면의 수직 모듈 슬롯 10개, 통합 케이블 관리 시스템 구성으로 기존 

시설과 새로운 시설에 설치, 운영 및 냉각 작업이 용이해집니다. 

● 수평형 소형 폼팩터 내의 좌우 공기흐름과 전면의 모듈 슬롯 18개, 통합 케이블 관리 시

스템 구성으로 운영이 편리해지고 복잡성이 줄어듭니다. 

● 모든 인터페이스와 수퍼바이저 모듈은 안정성과 가용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

에서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리던던시형 전원 공급 장치, 팬 트레이 및 패

브릭 모듈은 유지보수 시에도 케이블 연결이 중단되지 않도록 모두 후면에서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시스템은 이중 전용 수퍼바이저 모듈을 사용합니다. 최대 5개의 후면 장착형 패브릭 

모듈로 구성되는 확장 가능하고 완벽히 분산된 패브릭 아키텍처는 섀시 미드플레인과 

결합해 10슬롯 폼팩터에서는 포워딩 용량이 7Tbps로 슬롯당 최대 230Gbps까지 끌어

올리며 , 18슬롯 폼팩터에서는 15Tbps를 제공합니다. 

● 미드플레인은 고객의 요구가 변함에 따라 유연하게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도록 설

계되어 지속적으로 고객의 투자를 보호합니다. 

 
Cisco Nexus 7000 시리즈 10 슬롯 섀시 

● 최대 8개까지 I/O 모듈 슬롯을 추가할 수 있는 Cisco Nexus 7000 시리즈 10슬롯 섀시

는 최대 256개의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또는 384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지

원해 대규모 설치 시 필요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Nexus 7000 시리즈 10슬롯 섀시를 사용하면 전후방 공기흐름을 통해 추가적인 복

잡성을 발생시키지 않고 열기통로 및 냉기통로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

다. 

● 시스템은 냉각을 위해 이중 시스템 및 패브릭 팬 트레이를 사용합니다. 리던던시형의 각 

팬 트레이는 주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독립 변속 팬으로 구성되어 관리가 잘

된 시설의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스위치 운영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스템

은 냉각 효율성을 높이고 리던던시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

고 핫스왑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팬이 고장나거나, 전체 팬 트레이에 고장이 발생해

도 냉각 기능에는 심각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아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케이블 관리 시스템은 완벽히 구성된 시스템의 케이블 연결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한쪽 또는 양쪽 케이블 연결을 모두 지원해 유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다른 중요한 

컴포넌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시스템의 케이블 연결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경우에도 유지

보수 작업이 용이해집니다. 

● 공기 필터(옵션)가 지원되어 깨끗한 공기가 시스템 전체로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기 

필터를 추가하면 NEBS(네트워크 장비 구축 표준) 요구사항이 충족됩니다. 

● 섀시 상단에 있는 LED를 통해 시스템의 주요 컴포넌트들의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LED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운영자에게 경보를 전송하고, 전원 공급 장

치, 팬, 패브릭, 수퍼바이저, I/O 모듈 상태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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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관리 커버와 전면 모듈 도어(옵션)를 통해 시스템에 설치된 케이블과 모듈을 실수

로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전면 도어는 투명하기 때문에 케이블 연결 

및 모듈 표시기와 상태 표시등(status lights)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sco Nexus 7000 시리즈 18 슬롯 섀시 

● 16개의 I/O 모듈 슬롯까지 확장 가능한 Cisco Nexus 7000 시리즈 18슬롯 섀시는 최대 

512개의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또는 768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지원해 대규모 

설치 시 필요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좌우 공기흐름 방식으로 설계되어 25랙 유닛(25RU) 풋프린트 내에서 시스템 밀도를 높여 

랙 공간 사용을 최적화합니다. 시스템 밀도를 이렇게 최적화하면 표준 42RU 랙에서 케이

블 관리 및 패칭 시스템을 위한 여유 공간을 16RU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케이블 관리 시스템은 완벽히 구성된 시스템의 케이블 연결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원

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스위치의 한쪽 또는 양쪽 케이블 연결을 모두 지원해 유연성을 극

대화했습니다. 케이블 연결을 통해 모든 시스템 컴포넌트들을 제자리에서 간단하게 제거

할 수 있어, 시스템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유지보수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섀시 상단에 있는 LED를 통해 시스템의 주요 컴포넌트들의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LED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운영자에게 경보를 전송하고, 전원 공급 장

치, 팬, 패브릭, 수퍼바이저, I/O 모듈 상태를 보고합니다. 

● 전면 모듈 도어(옵션)를 통해 시스템에 설치된 케이블과 모듈을 실수로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전면 도어가 투명하기 때문에 도어를 열지 않고도 케이블 연결 

및 모듈 표시기와 상태 표시등(status lights)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도어에는 이중 열림 기능이 있어, 유지

보수 시에도 유연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케이

블 연결 작업을 할 때나 일상적인 시스템 관리 작업을 할 때 도어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독립 변속 시스템 및 패브릭 팬은 전체 시스템에 효율적인 냉각 기능을 제공합니다. 팬 

트레이의 리던던시 기능은 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팬 트레이의 핫스왑을 지원합니

다.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 

Cisco Nexus 7000 시리즈는 전력 효율이 90% 이상인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일
반 전원 공급 장치보다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열과 전력이 더 많아져 낭비되는 전력 손실은 
줄어듭니다. 

 

섀시의 팬 모듈은 변화하는 열 특성에 맞게 조절되며 속도가 낮을수록 전력 사용량도 적습니다. 

Cisco Nexus 7000 시리즈는 고밀도 성능, 장치 가상화 지원,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한 포괄적인 

기능을 강력히 조합함으로써 여러 스위치를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부분적으로 로드되고 

경직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전력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전력 효율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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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표 1은 Cisco Nexus 7000 시리즈 10슬롯 섀시의 제품 사양을 나타냅니다. 
 

표1. 제품 사양 
 

항목 사양

 Cisco Nexus 7000 시리즈 10슬롯 섀시 Cisco Nexus 7000 시리즈 18슬롯 섀시

제품 호환성 Cisco Nexus 7000 시리즈의 모든 모듈 지
원 

Cisco Nexus 7000 시리즈의 모든 모듈 지
원 

소프트웨어 호환성 Cisco NX-OS Software Release 4.0 이상(최
소 요구 사항) 

Cisco NX-OS Software Release 4.1 이상(최
소 요구 사항) 

옵션 •  공기 필터 

•  전면 모듈 도어 잠금 기능 
전면 모듈 도어 잠금 기능

성능 수퍼바이저 및 패브릭 모듈 조합으로 
480Mpps(IPv4 유니캐스트)의 성능 제공 

수퍼바이저 및 패브릭 모듈 조합으로 
960Mpps(IPv4 유니캐스트)의 성능 제공 

안정성 및 가용성 • MTBF(평균 장애 복구 시간): 264,552시
간 

• OIR(온라인 상의 모듈 장착 및 제거) 가
능한 리던던시형 컴포넌트: 수퍼바이저, 
패브릭, 전원 공급 장치 및 팬 트레이 

• MTBF: 206,038시간 

• OIR 가능한 리던던시형 컴포넌트: 수퍼
바이저, 패브릭, 전원 공급 장치 및 팬 
트레이 

MIB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버전 3, 2c, 1 지원(특정 MIB 지원 
여부는 Cisco NX-OS Software 릴리스 정보
를 참조) 

SNMPv3, v2c, v1 지원(특정 MIB 지원 여부
는 Cisco NX-OS Software 릴리스 정보를 
참조) 

네트워크 관리 DCNM(Cisco Data Center Network Manager) 
4.0 

Cisco DCNM 4.1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XML 

•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스크립트 작성 
지원 

• Cisco DCNM 4.0 웹 서비스 

• XML 

• CLI 스크립트 작성 지원 

• Cisco DCNM 4.1 웹 서비스 

물리적 사양 • 사용 가능한 랙 공간: 21RU 

• 10슬롯 섀시: 전용 수퍼바이저 2개 및 
I/O 모듈 8개 

• 패브릭 모듈 슬롯 5개 

• 전원 공급 장치 슬롯 3개 

• 크기(높이x너비x깊이): 92.7 x 43.9 x 
84.1cm 

• 케이블 관리 및 섀시 도어를 포함한 섀
시 깊이: 96.5cm 

• EIA(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 표준 
19인치(482.6mm) 랙에 장착 가능 

• 무게 

• 섀시: 90kg 

• 전체 구성 무게: 227kg 

• 전원 요구 사항: 110~240VAC 

• 사용 가능한 랙 공간: 21RU 

• 18슬롯 섀시: 전용 수퍼바이저 2개 및 
I/O 모듈 16개 

• 패브릭 모듈 슬롯 5개 

• 전원 공급 장치 슬롯 4개 

• 크기(높이x너비x깊이): 110.5 x 43.9 x 
84.1cm 

• 케이블 관리 및 섀시 도어를 포함한 섀
시 깊이: 96.5cm 

• EIA(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 표준 
19인치(482.6mm) 랙에 장착 가능 

• 무게 

• 섀시: 85kg 

• 전체 구성 무게: 311kg 

• 전원 요구 사항: 110~240VAC 

MTBF(평균 장애 복구 시간) • 264,652시간 • 206,038시간 

환경 사양 • 공기흐름 방향: 섀시 전면 하단에서 후
면 상단으로 

• 작동 온도: 32~104°F(0~40°C) 

• 작동 상대 습도: 5~90%(비응축) 

• 작동 고도: -500~13,123피트(에이전시 인
증 0~6500피트) 

• 탄성: GR63당 Zone 4 

• 바닥 강도: 평방피트당 190lb 

• 작동 시 진동 

• GR63, Section 5.4.2 

• ETS 300 019-1-3 Class 3.1 Section 5.5 

• 보관 고도: 1000~30,000피트 

• 보관 온도: -40~158°F(-40~70°C) 

• 보관 상대 습도: 5~95%(비응축) 

• 방열: 섀시당 최대 -12,000W(섀시 구성
에 따라 실제 방열은 더 낮음) 

• 공기흐름 방향: 좌우 

• 작동 온도: 32~104°F(0~40°C) 

• 작동 상대 습도: 5~90%(비응축) 

• 작동 고도: -500~13,123피트(에이전시 인
증 0~6500피트) 

• 탄성: GR63당 Zone 4 

• 바닥 강도: 평방피트당 190lb 

• 작동 시 진동 

• GR63, Section 5.4.2 

• ETS 300 019-1-3 Class 3.1 Section 5.5 

• 보관 고도: 1000~30,000피트 

• 보관 온도: -40~158°F(-40~70°C) 

• 보관 상대 습도: 5~95%(비응축) 

• 방열: 섀시당 최대 -18,000W(섀시 구성
에 따라 실제 방열은 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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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 EMC 규정 

• FCC Part 15 CFR 47 Class A(미국) 

• ICES-003 Class A(캐나다) 

• EN55022 Class A(유럽) 

• CISPR22 Class A(국제) 

• AS/NZS CISPR22 Class A(호주 및 뉴질랜드) 

• VCCI Class A(일본) 

• KN22 Class A(대한민국) 

• CNS13438 Class A(대만) 

• CISPR24 

• EN55024 

• EN50082-1 

• EN61000-3-2 

• EN61000-3-3 

• EN61000-6-1 

• EN300 386 

환경 표준 • NEBS 기준 레벨 

• SR-3580 NEBS 레벨 3(GR-63-CORE 3호 및 GR-1089-CORE 4호) 

• Verizon NEBS 규정 

• Telecommunications Carrier Group (TCG) 체크리스트 

• Qwest NEBS 요구사항 

• Telecommunications Carrier Group (TCG) 체크리스트 

• ATT NEBS 요구사항 

• ATT TP76200 레벨 3 및 TCG 체크리스트 

• ETSI 

• ETSI 300 019-1-1, Class 1.2 Storage 

• ETSI 300 019-1-2, Class 2.3 Transportation 

• ETSI 300 019-1-3, Class 3.2 Stationary Use 

• ROHS(Redu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5 

안전성 • UL/CSA/IEC/EN 60950-1 

• AS/NZS 60950 

보증 Cisco Nexus 7000 시리즈 스위치는 기본적인 시스코 1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Cisco Nexus 7000 시리즈 10슬롯 섀시는 Cisco NX-OS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됩니다. 필수 소

프트웨어 버전은 Cisco NX-OS Software Release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Cisco Nexus 7000 시리즈 18슬롯 섀시는 Cisco NX-OS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됩니다. 필수 소

프트웨어 버전은 Cisco NX-OS Software Release 4.1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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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주문을 원하시면 시스코 온라인 주문 홈 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

면 시스코 소프트웨어 센터를 이용하십시오. 표 2는 주문 정보를 나타냅니다. 

 
표 2. 주문 정보 

 

제품 이름 부품 번호

시스템 
Cisco Nexus 7000 시리즈 10슬롯 섀시(팬 트레이 포함, 전원 공급 장치 없음) 

Cisco Nexus 7000 시리즈 10슬롯 섀시(팬 트레이 포함, 전원 공급 장치 없음) 

N7K-C7010 

N7K-C7010= 
Cisco Nexus 7000 시리즈 10슬롯 시스템 팬 트레이 예비품 N7K-C7010-FAN-S=

Cisco Nexus 7000 시리즈 10슬롯 패브릭 팬 트레이 예비품 N7K-C7010-FAN-F=

Cisco Nexus 7000 시리즈 18슬롯 섀시(팬 트레이 포함, 전원 공급 장치 없음) 

Cisco Nexus 7000 시리즈 18슬롯 섀시(팬 트레이 없음, 전원 공급 장치 없음) 

N7K-C7018 

N7K-C7018= 
Cisco Nexus 7000 시리즈 18슬롯 팬 트레이 예비품 N7K-C7018-FAN=

Cisco Nexus 7000 시리즈 10슬롯 부속품

Cisco Nexus 7010 공기 필터 N7K-C7010-AFLT=

Cisco Nexus 7000 랙 장착 키트 N7K-RMK=

Cisco Nexus 7010 EMI Inlet Screen Kit N7K-C7010-EMI-SC=

Cisco Nexus 7010 전면 상단 섹션 및 케이블 관리 키트 N7K-C7010-FD-TOP=

Cisco Nexus 7010 전면 도어 키트 N7K-C7010-FD-MB=

Cisco Nexus 7000 하단 지원 키트 N7K-BSK=

Cisco Nexus 7010 패브릭 모듈 블랭크 N7K-FAB-BLANK=

Cisco Nexus 7000 시리즈 18슬롯 부속품

Cisco Nexus 7018 랙 장착 키트 N7K-C7018-RMK=

Cisco Nexus 7018 전면 상단 섹션 및 케이블 관리 키트 N7K-C7018-CAB-TOP=

Cisco Nexus 7018 전면 도어 키트 N7K-C7018-FD-MB

Cisco Nexus 7018 하단 지원 키트 N7K-C7018-BSK

Cisco Nexus 7018 패브릭 모듈 블랭크 N7K-C7018-F-BLANK=

블랭크 패널 커버 
Cisco Nexus 7000 시리즈 수퍼바이저 블랭크 슬롯 커버 N7K-SUP-BLANK=

Cisco Nexus 7000 시리즈 모듈 블랭크 슬롯 커버 N7K-MODULE-BLANK=

Cisco Nexus 7010 섀시 전원 공급 장치 블랭크 슬롯 커버 N7K-PS-BLANK=

Cisco Nexus 7018 섀시 전원 공급 장치 블랭크 슬롯 커버(핸들 포함) N7K-PS-BLANK-H=

Cisco Nexus 7000 시리즈 네트워크 클록 카드 블랭크 N7K-CLK-BLANK=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는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Cisco Nexus 7000 시리즈 스위치를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최적

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스코의 혁신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인력, 프로세스, 고객지원 툴 및 파트너의 기술력이 어우러진 것으로 고객 여러분의 업무 효율성

을 높이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스코 고급 서비스

(Cisco Advanced Services)는 고객이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설계하고 장기

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키텍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Cisco 

SMARTnet® 서비스는 고객이 언제든 시스코의 네트워크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고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서비스와 함께 Cisco Nexus 7000 스위치를 사용할 때 사전 예방적인 진단과 실시간 경고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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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Smart Call Home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체 주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시스코 서비스는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운영을 최적화하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지원

하고 회사의 IT 전문 기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dc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Cisco Nexus 7000 Serie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 홈 페이지(http://www.cisco.com/go/nexus)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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